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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한국어판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

(PUPT-KP)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는 Pancorbo-Hidalgo 등(2007)의 Pressure Ulcers Prevention and

Treatement : Knowledge and Practice Questionnaire(PUPT-KP)를 번안하고, 번

안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Pancorbo-Hidalgo 등(2007)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의 번안을 위해, 위원회 번역을 통한 번역과정을 거

쳤으며 번역된 도구를 국내 상황에 맞게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 2명이 36문

항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 후 번안된 PUPT-KP의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해

간호학 교수 2명,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 6명, 노인전문간호사 2명, 노인장

기요양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팀장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과 수행 36문항

모두 CVI 0.83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PUPT-KP를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 10명에게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지식과 수행 36

문항의 도구를 확정하였으며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70개 노인장기요양시설

181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번안된 PUPT-KP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번안된 PUPT-KP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지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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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RMR .039, 수행관련 RMR .035로 매우 적합하였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

(GFI, AGFI, CFI)가 0.7보다 낮게 측정되어 도구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도구의

수정을 위해 번안된 PUPT-KP의 문항별 요인적재량을 확인하여 타당성을 저

하시키는 요인적재량 0.3미만인 문항을 삭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시행하

여 지식 10문항과 수행 18문항으로 수정된 PUPT-KP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수정된 PUPT-KP의 적합도 지수 확인결과 지식관련 RMR .007, GFI .957,

AGFI .931, CFI .963, RMSEA 0.42으로 적합하게 확인되었으며 수행관련

RMR .022, GFI .844, AGFI .802, RMSEA .084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어판

PUPT-KP의 지식과 수행관련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521∼.743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ancorbo-Hidalgo 등(2007)이 제시한 욕창에 관한 지식과 수

행 측정도구(PUPT-KP)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한국어판 PUPT-KP

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본 도구를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의 욕창

간호 수준을 평가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욕창 간호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를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 Pressure Ulcers Prevention and Treatment : Knowledge and Practice,

타당도, 신뢰도,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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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

후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2008년 기준 560,000명에서 2011년 기준

1,050,000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2).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을 가지고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이러한 질환을 가

지고 있는 노인들은 인지기능과 기동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간호 능

력과 피부의 감각 기능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욕창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

다(Raju, 2007).

욕창은 뼈 돌출부위에 압력과 전단력이 결합된 결과로 생긴 피부 또는 하부

조직의 국소적인 손상을 말한다(EPUAP & NPUAP, 2009). 외국의 욕창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욕창 유병률은 16.7∼43.3%이

었다(Capon, Pavoni, Mastromattei, & DiLallo. 2007; Hengstermann, Fischer,

Stenhagen, & Schiltz, 2007; Vanderwee, Grypdonck, De Bacquer, & Defloor,

2009). 국내의 경우 이상화(2010)가 서울·경기지역 6개 노인장기요양시설과 2

개의 노인요양병원 욕창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각각 7.7% 와 45.1%로 나타났

다. 욕창은 관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감염성 합병증을 유발하여 건강 악화

를 초래하며 이는 사망률 증가와 연결되므로(이명옥, 2000; 권은숙, 2005; 박경

옥, 2005), 욕창관련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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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사나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적 서비

스가 제한적인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욕창 간호는 간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욕창 간호는 욕창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예방적 부분과

욕창 발생 시 욕창 부위 사정 후 적절한 소독을 시행하는 등의 치료적 부분에

관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Deidre 등(2004)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54.4%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서 Braden Scale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40%이상의 간호사들이 사

정도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노인장기요양시

설을 대상으로 욕창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30.8%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서 욕창위험 사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5.1%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56.8%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표준화된 도구 없이 경

험적으로 욕창 위험군을 분류하고 있었다(최영은, 2010).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욕창발생 예방에 관한 위험요인 사정 및 예방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 시 욕창관련 위험요인을 사정하는 비율이 70.7∼95%

의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지만(Moore & Price, 2004; Pancorbo-Hidalgo 등,

2007; 서금숙, 2010; 진인선, 2009; 최영은, 2010), 욕창 치료에 있어서는 권장

되지 않은 거즈 드레싱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독 방법 그리고 도넛

형 쿠션을 사용하는 등의 적절하지 못한 수행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ncorbo-Hidalgo 등, 2007).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욕창 간호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과 수행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욕창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

의 욕창 간호에 관한 지식과 수행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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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명옥(2000)이 Beitz, Fey & O'brien(1998)

의 욕창간호 지식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병원 간호사의 욕창 간호에 관한 지식

(욕창 발생 위험요인, 욕창 상태사정, 욕창 치유방법)을 연구하였으며, 김희영

(2002)은 AHCPR(1994)에서 제시한 욕창예방 중재지침서를 바탕으로 개발한

도구와 Beitz, Fey & O'brien(1998)의 도구를 병원 간호사에게 적용하여 욕창

간호 지식과 수행을 연구하였다. 이후 김희영(2003)이 사용한 도구를 적용하여

병원 간호사의 욕창 간호 지식과 수행에 관한 내용(간호기록, 위험사정, 예방

적 간호, 체위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있었으며(박경옥, 2005; 진인선,

2009; 이은주 & 양승옥, 2011),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욕창

관련 연구는 서금숙(2010)의 연구 이후 진행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욕창 간호 연구는 욕창 예방에 관한 지식과 수행에 초점이 맞춰

져 있으며 발생한 욕창 치료에 관련된 지식과 수행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에서 외국 도구를 적용 시 체계적인 도구의 검증과정 없

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

된 욕창에 관한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과 수

행을 측정한 Pancorbo-Hidalgo 등(2007)의 Pressure Ulcers Prevention and

Treatment : Knowledge and Practice Questionnaire(PUPT-KP)를 번안하고, 국내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에게 적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추

후 국내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의 욕창관련 지식과 수행을 평가하는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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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Pancorbo-Hidalgo 등(2007)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

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를 번안하고, 국내 노인장기요양시설 간

호사에게 적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의 욕창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과 수행을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로 번안한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

도구(PUPT-KP)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2) 한국어로 번안한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

도구(PUPT-KP)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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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욕창관련 지식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압력과 전단력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 등의

예방적 지식과 발생한 욕창의 상태를 사정하고 욕창부위 소독 등의 치료적 지

식을 의미한다.

(2) 욕창관련 수행

욕창 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압력과 전단력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 등의

예방적 지식과 발생한 욕창의 상태를 사정하고 욕창부위 소독 등의 치료적 지

식을 실무에 적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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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의 욕창관련 지식과 수행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간호는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원과는 달

리 보존적 기능유지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만성질환이 있으며 면역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들은 기동성 장애 및 감염에 취약하며, 이러한 부분은 욕

창 발생의 위험성을 높인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욕창 발생 예방

및 욕창의 치료는 입소 노인의 잔존 기능 유지와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생한 욕창의 90%는 예방이 가능한 것

으로(Gunningberg 등, 1999), 욕창 발생 고위험 대상자에게 적절한 예방적 간

호를 적용한다면 욕창 치료에 드는 간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Whittington & Briones, 2004; Fogerty 등, 2008).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 노

인의 욕창 발생 요인을 분석한 Kwong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 인력

중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가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거주 노인에서 욕창 발

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입소 노인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활동은 시설의 경제적 비용 감소와 욕창관련 간호제공 시간의 단축을 통한 건

강증진 서비스 제공의 증가가 이루어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질 향상과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내에서 욕창관련 근거기반 실무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NPUAP &

EPUAP(2009)의 욕창에 관한 임상실무지침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간

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것을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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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욕창 예방을 위한 첫 번째는 다양한 욕창의 병인을 사정하는 것으로, 다

양한 기계적인 부하에 따른 조직의 반응과 취약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는 욕창 위험도를 사정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기관평가에서 욕창 예방

에 관한 스크리닝 도구로 Braden scale을 제시하여 국내 대부분의 노인장기요

양시설이 욕창 위험도 사정도구로 Braden scale를 사용하고 있다(건강보험공

단, 2013). 세 번째는 피부 사정을 통해 발적이 있는 면으로 체위변경을 하지

않고 욕창 위험이 있는 피부는 마찰을 삼가는 것으로 Holey & Cook(2003)은

발적으로 인해 피부 회복이 느리고 피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사지

를 하지 않도록 권하였다. 네 번째는 영양사정도구의 적용을 통한 영양평가와

그에 따른 개별적인 영양관리를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체위변경

시행으로 욕창 발생 호발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 발생을 예방

하는 것이다(Defloor, De Bacquer & Grypdonck, 2005; Vanderwee 등, 2007).

여섯 번째는 욕창 발생 고위험 대상자에게 압력을 최소화하기위해 지지표면으

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NPUAP & EPUAP(2009)의 임상실무지침에서 욕창 치료를 위해 제시하는

6가지 수행 항목 중 첫 번째는 치료적 간호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욕창의 단

계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다(Defloor 등, 2006). 두 번째는 욕창이 발생한 대

상자의 사정 및 치료로 PUSH(Pressure Ulcer Scale For Healing) tool과

PSST(The Pressure Sore Status Tool)을 사용하여 욕창 상태에 관한 사정을

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처 치유를 위한 적절한 영양 공

급을 하는 것으로 Allman 등(1986)은 알부민 수치 감소가 욕창의 위험을 늘린

다고 하였고, Thomas(2001)는 영양상태가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 조절 다음으

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욕창 매트리스 적용과 체위

변경으로 욕창 악화 방지 및 회복을 돕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욕창부위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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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을 하는 것으로 상처를 오염이나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처 치료에 적합

한 드레싱 방법 적용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경희,

2005). 여섯 번째, 욕창부위 감염여부 사정과 치료로 감염이 의심될 때는 면봉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국소 항균제를 사용하여 욕창을

치료하는 것이다. 욕창 부위 적절한 항균제 사용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욕창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욕창 치유가 지연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Keast 등, 2007).

간호사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식과 수행 수준은 간호를 받는 노인

의 욕창발생 및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의 의료기관(일차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시설, 상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ncorbo - Hidalgo 등(2007)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욕창상처자문위원회

(Grupo Nacional para el Estudio y Asesoramiento Ulcers por presiὀn y
heridas crὀnicas)에서 제시한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예방적 간호

16문항, 치료적 간호 21개 문항으로 지식과 수행을 조사한 결과 예방적 간호

에 대한 지식이 79.1%로 치료적 간호에 관한 지식 75.9% 보다 높았으며, 간호

수행에 있어서는 예방적 간호 수행과 치료적 간호 수행이 각각 65.3%로 동일

하게 측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식보다는 수행 측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그 예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중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거

즈 소독이나 근거없는 치료적 간호 등 금기 시 되는 간호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욕창 부위 소독과 감염관리 수행에 관한 치료적 간호 지식이

낮게 측정되어 욕창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예방적 부분보다 부족함이 확인되

었다.

벨기에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욕창관련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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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관한 Liesbet 등(2011)의 연구에서 간호 업무 수행 시 욕창간호를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욕창관련 태도 측면에서 간호사(78.3%)가

간호조무사(72.3%)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며 전단력과 압력을 감소하는 방

법, 욕창을 분류하고 사정하는 등의 지식 측면에서도 간호사(29.3%)가 간호조

무사(28.7%)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욕창관련 지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욕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적 전략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Deidre 등(2004)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질적인 수준과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는 12.7%의 시설에서만 The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AHCPR)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 외의 시설은 시설 자체

지침이나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54.4%의 시설

에서 Braden scale을 사용하여 욕창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사정을 하고 있었

으며, 85.6%의 시설에서는 입원 24시간 안에 욕창 위험사정을 시행하는 등 욕

창 예방을 위한 간호는 수행하고 있었지만 40%이상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욕창사정도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거

기반의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노인장기요양

시설 간호사에게 욕창 발생 위험 사정 간격, 체위변경, Head Of Bed(HOB)의

30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국내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욕창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의 형태로 운영되던 시설이 2008년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체계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서의 욕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영은(2010)의 욕창 간호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73.1%가 피부통합성 사정을 매일 실시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욕창의 예방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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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욕창 위험군을 분류하는 곳이 56.8%로 보고되었으며, 욕창 간호

지침이 있는 시설은 56.4%로 절반 정도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서금숙(2010)의 연구에서 욕

창에 관한 전반적인 간호지식이 69.2%으로 욕창위험요인에 관한 지식 74.6%,

욕창 상태 사정에 관한 지식 67.8%, 욕창 치료방법에 관한 지식 65.2%로 비교

적 높게 측정되었고, 욕창의 예방적 간호 수행은 92.2%로 간호 실무에 필요한

부분으로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욕창 사정 및 욕창 치료방법에 관한 지식

에서 55%미만으로 낮게 측정되어 간호사의 욕창 사정 및 치료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문헌 고찰 결과,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들은 욕창 예방에 대

한 필요성을 느끼고 공인된 도구 혹은 기관이나 개인의 지식수준에 따른 각각

의 방법으로 예방적 간호를 수행해 왔으나 욕창 예방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욕창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수준 또한 낮으며

치료적 간호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간호사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과 수행을 측정하는 도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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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욕창관련 지식과 수행에 관한 도구

국내에서는 이명옥(2000)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욕창 간호 관련 지식수

준 연구를 Beitz, Fay & O'brien(1998)의 욕창 간호지식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하였으며 이후 욕창의 예방적 지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욕창 예방과 중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을 평가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도구는 Beitz, Fey & O'Brien(1998)의 욕창 간호

지식 평가 도구로 세부 내용은 욕창 발생위험 요인에 관한 지식 13문항, 욕창

상태사정을 위한 지식 4문항 그리고 욕창 치유방법에 대한 지식 15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분척도 도구이다. Beitz, Fey & O'Brien(1998)

의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0.66이었으며 세부 문항별로 욕

창 발생 위험요인 Cronbach's alpha값은 0.26, 욕창 상태 사정 Cronbach's

alpha값은 0.31, 욕창 치유방법 Cronbach's alpha값은 0.52였다. Beitz. Fey. &

O'Brien(1998)의 도구는 욕창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 도구의 신뢰도가 낮으며, 본 도구를 적용하여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도 이명옥(2000)은 Cronbach's alpha

값 0.72, 김희영(2002)은 Cronbach's alpha값 0.42, 백미라(2012)는 KR-20 =

0.40으로 신뢰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욕창 예방관련 지식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관련 지식이 수행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욕창 예방에 관한 수행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Moore & Price(2004)가 제

시한 욕창 예방을 위한 태도와 행위, 욕창 예방의 장애요인에 관한 도구가

있다. 국내에서는 서금숙(2010)과 백미라(2012)가 Moore & Price(2004)의 도

구 중 욕창 예방과 관련된 행위 8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8문항은 욕창

위험사정대상, 위험사정 시기, 간호계획 기록대상, 간호계획 기록시기, 간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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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점검이유, 간호계획 변경시기, 욕창 예방 전략 수행여부 및 이유로 구성되

어 있다. Moore & Price(2004)의 도구는 욕창 예방에 관한 수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욕창 위험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간호계획 내용,

욕창 예방 전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수행 여부만을 확인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예방적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지식수준에 따

라 욕창 예방 전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간호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경우 근거없는 간호를 제공하게 되어(Pancorbo - Hidalgo 등, 2007) 욕창 예

방관련 전략을 올바르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욕창 예방관련 수행 측정도구는 김희영(2002)이 미국건강관리 정책연

구기관(AHCPR, 1994)의 중재지침서를 기초로 만든 21문항의 설문지로,

Moore & Price(2004)의 도구에 비해 간호 중재 방법을 제시하고 3점 척도로

수행 빈도를 물어보아 실제적인 간호 중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도구 사용 전에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없이 사용하였으며,

김희영(2002)이 사용한 도구를 타 연구 적용 시에도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한

분석없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욕창 간호 측정도구로 최영은

(2010)이 욕창의 예방, 중재, 기록 등의 간호 과정에 관한 문헌 고찰과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Bergstrom 등, 1992; Berstrom 둥, 1994;

NPUAP, 2007)을 바탕으로 개발한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수행 측정도구가

있다. 최영은(2010)이 제시한 욕창 간호 측정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일반적 사

항 4문항, 욕창의 간호사정 3문항, 욕창의 간호중재 3문항, 욕창의 간호지침 3

문항, 예방 교육 2문항, 욕창 간호 시 생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 1

문항으로 구성되며 욕창 예방 및 치료관련 수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욕창 간호중재 부분에서 욕창 발생 위험군에게 적용하는 중재와

욕창이 발생된 대상에게 적용하는 중재를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여 욕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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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 중요한 간호 중재인 드레싱 적용이나 소독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도구 개발 후 구성 타당도 검증을 하지 않고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 결과, 욕창 예방에 관한 지식과 수행뿐만 아니라 욕창 치

료에 관한 지식과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간호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수행과 연결이 되는지 측정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 적용된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도구는 타 문

화권에서 개발된 도구로 내용 번역 후 번역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도구의 재검증 과정이 필요하다(Hui & Triandia, 1985; 이은옥 외,

2009). 따라서 욕창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

식과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확인하고, 도구의 적용을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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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Pancorbo- Hidalgo 등(2007)의 욕창관련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번안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하는 298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전 수이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기 위한 표본 수

는 변수의 5배수를 권장한다는 근거 하에(이은옥 외, 2009; Lee & Song, 2004),

측정도구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과 수행 36문항의 5배수인 180명

이상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대상자 중 번안된 측정 도구의 사전 조사에 참여

한 간호사 10명과 내용 타당도에 참여한 간호사 2명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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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번안한 원 도구는 Pancorbo-Hidalgo 등(2007)의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이다. Pancorbo-Hidalgo 등

(2007)의 도구는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스페인 욕창상처분야의 선도적인 기

관인 스페인 욕창상처자문위원회(Grupo Nacional para el Estudio y

Asesoramiento Ulcers por presiὀn y heridas crὀnicas, GNEAUPP)가 제시한

욕창 예방과 치료 관한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11명의 간호사의 타

당도 검증을 거쳤으며 초기 66문항 설문 중에서 유사한 질문은 결합하고 오해

의 소지가 있거나 반복되는 항목은 제거한 후 GNEAUPP의 전문가 3명에 의

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여 3점 척도의 3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또한 병

원과 보건센터,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4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예비조

사가 시행되었으며,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의 36개 보건의료센터, 11개 병

원, 14개 노인요양시설을 무작위 추출하여 74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

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

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92였다.

원 도구(PUPT-KP)는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 평가 시 적절한 문항은 예(2점), 약간/일부(1점), 아

니오 또는 모름(0점)으로 평가하며, 부적절한 문항은 역코딩하여 평가한다. 그

리고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수행 평가 시 적절한 문항은 항상 수행(2점),

가끔 함(1점), 전혀 안함(0점)으로 평가하며, 부적절한 문항은 역코딩한다. 전

체 37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욕창 예방과 치료 관련 지식과 수행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한다. PUPT-KP 도구는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지식 37문

항과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한 수행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욕창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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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수행은 동일한 내용의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욕창 예방에 관한 간

호는 욕창 위험도 사정, 피부상태 사정, 체위변경과 관련하여 보조 도구 사용

등 압력 완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며 욕창 치료를 위한 간호는 욕창 단계

구분 및 욕창 관련 기록, 욕창 드레싱 방법 등 욕창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본

도구는 욕창 치료와 관련된 문항에서 다른 도구에서 다루지 못한 드레싱 방법

및 욕창 부위 관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욕창 치료에 관한

수행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4. 연구 과정

본 연구는 Pancorbo-Hidalgo 등(2007)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

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위원회 번

역(committee translation)과정을 통해 번역하였다. 그리고 번역된 도구의 가독

성을 높이기 위해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 2명이 수정한 후 12명의 전문가에

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내용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의 사전조사를 통

해 문항 수정을 하였다. 그 후 번안된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

식과 수행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그림1).



- 17 -

원 도구(PUPT-KP)의 번역

번역된 PUPT-KP의 문항 수정

번안된 PUPT-KP의 내용 타당도 검증

번안된 PUPT-KP의 사전 조사

번안된 PUPT-KP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그림 1.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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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구의 번역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를 개발

한 Pancorbo-Hildalgo 에게 도구 사용동의를 얻은 후 Schoua-Glusberg (1992)가

제시한 위원회 번역(committee translation) 절차에 따라 스페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위원회 번역은 여러 번역가들이 전체 설문지를 가지고 각자 번역

하여 번역한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Schoua-Glusberg (1992). 본 연구에서는 3명의 번역가가 함께 모여서 설문지

문항의 본래의 의미가 바뀌지 않고 적절하게 번역되었는지 논의 및 검토를 통

해 번역하였다.

그리고 번역된 도구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 타당도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이

전에 도구의 가독성(readability)을 확보해야 하므로(이은숙 외, 2009), 번역된

도구(PUPT-KP)를 현재 서울시 소재 Y 대학병원에서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

사로 근무 중인 2명의 간호사가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문항을 수

정하였다.

2) 내용 타당도 평가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 2명이 수정한 도구(PUPT-KP)의 내용 타당도 검

증을 위해 12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할 구성

원으로는 간호학 교수 2명과 전문 간호사 8명(상처장루실금 전문 간호사 6명,

노인 전문 간호사 2명),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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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문항의 타당도는 ‘매우 적절하다(4점)’, ‘적절하다(3점)’, ‘적절하지 않다

(2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CVI(Content Validity

Index)계수로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3) 사전 조사

내용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PUPT-KP)를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하였다.

노인장기요양시설 3곳의 간호사 3∼4명씩을 편의 추출하여 총 10명을 대상으

로 포커스 그룹 구성원들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미팅을 통해

한국어판 설문지 형태의 적절성, 이해의 용이성과 응답 시 소요되는 시간 등

을 파악하여 도구를 수정·보완 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받은 후(간대IRB 2013-0027-2)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장기요

양시설의 간호사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고,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속해 있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의 기관장이나 간호사에게 유선 상으로 동의를 구한 후에 참여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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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방문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

며,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

우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기술하였다. 설명문을 읽고 서면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사들은

설문 내용의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설문에 응답 후 연구 동의서와 설문지

를 밀봉하여 연구자가 재방문 시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으로 2주 이내에 회신

하도록 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 소재 125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간호사 360명

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그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70개 기관

200명의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다. 200명의 간호사 중 181명이 설문

회신을 하였고, 18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시행하였으며,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확인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

산처리 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한다.

B. 번안된 도구(PUPT-KP)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 중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한다.

C. 번안된 도구(PUPT-KP)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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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번안 결과

본 연구는 위원회 번역(committee translation) 절차에 따라 스페인어를 전공

하고 스페인어 국제자격증 DELE C2를 취득하였으며 6년간 스페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번역가 1명과 스페인어 사용국가에 2년간 체류 경험이 있으며 스

페인어가 가능하고 종합병원 경력 4년 이상의 간호사 2명이 전체 설문지를 각

자 번역하였다. 그리고 3명의 번역가가 함께 모여서 설문지 문항의 본래의 의

미가 바뀌지 않고 적절하게 번역되었는지 논의 및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문장을 선택하거나 수정하여 예방적 간호 16문항과 치료적 간호 21문

항을 번역하였다.

한국어로 번역한 원 도구의 욕창 예방(16문항)과 치료(21문항)에 관한 지식37

문항과 수행 37문항을 3차 병원에서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2명

의 간호사가 EPUAP & NPUAP(2009)에서 제시하는 욕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 내용은 3가지로 첫

번째는 문항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국내 간호 환경을 반영

하여 문항을 삭제 및 추가하였으며, 세번째는 EPUAP & NPUAP(2009)에서 제시

한 실무지침을 기초로 답안을 수정하였다. 예방적 간호의 16문항 중 10개의 문

항은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

였으며,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 시 압력완화를 위한 간호를 1문항 추가하

여 총 17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치료적 간호의 21문항 중 12개의 문항을 명

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EPUAP & NPUAP(2009)에서 제시한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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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치료적 간호의 14번 문항은 욕창의 경우 흡인술을 통해 미생물

배양 검사를 하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20번 문항은 욕창 치료에 있어서 대체

요법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바 없으며, 18번 문항의 경우 욕창 치료에 관한

지식 측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또한 원 도구에

서 틀린 답으로 분류한 치료적 간호의 11번 문항은 EPUAP & NPUAP(2009)

에서 제시한 실무지침을 근거로 하여 옳은 답으로 판단하였으며 욕창부위 드

레싱 방법관련 1문항을 추가하여 총 19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2. 내용 타당도 평가 

번역 및 전문가 검토 결과로 번안된 도구는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

36문항과 수행 36문항이었다. 지식과 수행에 관한 36문항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도구의 내용 타당도 확인을 위해 간호학 교수 2명과 전

문 간호사 8명,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9

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내용 타당도 검사를 하였다.

내용 타당도 확인 시 욕창 관련 지식과 수행 36 문항 모두 CVI 0.83 이상

으로 측정되었다. 욕창관련 지식과 수행의 예방적 간호 17문항 중 CVI 1.0으

로 측정된 것은 13개 문항이었으며, CVI 0.92로 측정된 것은 2개 문항(5번, 11

번), CVI 0.83으로 측정된 것은 1개 문항(4번)이었다. 욕창관련 지식과 수행의

치료적 간호 19개 문항 중 CVI 1.0으로 측정된 것은 14개 문항이었으며, CVI

0.92로 측정된 것은 5개 문항(21번, 23번, 27번, 30번, 31번)으로 확인되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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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번안된 PUPT-KP의 내용 타당도

문

항
예방적 간호 CVI

1
대상자 입원 시 또는 첫 대면 시에 욕창위험 사정도구로 욕창위험도

를 사정한다.
1.0

2 욕창위험부위( 천골, 발뒤꿈치 등)의 피부상태를 사정한다. 1.0

3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1.0

4 발적된 위험부위를 마사지 한다. 0.83

5 혈액순환 향상을 위해 알코올 용액을 이용해 마사지 한다. 0.92

6
욕창 예방을 위해 호발 부위에 피부보호크림, 보습제, 보호필름 등을

사용한다.
1.0

7
요실금 환자는 기저귀나 유치도뇨관, 경우에 따라서 간헐적 청결도뇨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을 사용한다.
1.0

8 와상환자는 2시간 마다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해준다. 1.0

9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경우 압력 완화를 위해 매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어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1.0

10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압력 완화를 위해 공기

매트 등의 압력감소를 위한 지지면 (Support surface)을 사용한다.
1.0

11
천골 부위에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도우넛

모양 쿠션을 사용한다.
0.92

12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베개나 쿠션을 사용한다. 1.0

13
발뒤꿈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해 침대표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압력완화를 위해 종아리 아래에 베개를 대어준다.
1.0

14
침대 위에서 피부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동 시트 등의 이동장비를 이

용하여 대상자를 끌지 않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1.0

15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사정한다. 1.0

16
침상에서 상체를 상승시킬 경우 하지와 함께 30도 상승시키고, 측위

로 변경 시 30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한다.
1.0

17 욕창예방법을 대상자의 주간호제공자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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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번안된 PUPT-KP의 내용 타당도(계속)

문

항
치료적 간호 CVI

18 욕창 단계(1,2,3,4단계, 심부조직손상의심, 미분류)를 구분한다. 1.0

19 욕창의 크기/범위를 측정한다. 1.0

20
욕창상태를 간호기록으로 남긴다 (단계, 크기, 주변 피부, 삼출물 양

상, 통증, 감염여부)
1.0

21 천골 부위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의자나 휠체어에 앉힌다. 0.92

22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앉힐 때, 압박완화방석을 사용한다. 1.0

23
욕창 기저 부위 세척을 위해 항상 항균용액(antiseptic solution)을 사

용한다.
0.92

24 욕창 기저부위에 세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1.0

25
욕창부위의 괴사조직은 전문가에 의해 무균기구(소독가위, 메스)를 이

용하여 제거한다.
1.0

26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자가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이드로 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1.0

27
감염징후가 없으면 발뒤꿈치를 포함한 모든 욕창부위에 괴사 조직인

건조 가피는 제거하지 않는다.
0.92

28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 부위에 항균용액(antiseptic solution)을 사용한

다.
1.0

29 욕창 부위에 감염의 징후가 있으면 국소항균제제를 사용한다. 1.0

30
미생물 배양검사를 위해 면봉을 이용하여(swab culture) 욕창부위 괴

사조직에서 삼출물을 채취한다.
0.92

31 욕창부위를 거즈로 건조드레싱 한다. 0.92

32
욕창부위를 습윤드레싱(하이드로콜로이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 폼

드레싱, 하이드로 파이버드레싱 등) 한다.
1.0

33 욕창의 특성(삼출물, 단계)에 따라 드레싱 방법을 선택한다. 1.0

34 욕창의 특성과 드레싱의 유형에 따라 드레싱 빈도를 계획 한다. 1.0

35 욕창부위에 사강(dead space)이 있으면 가볍게 안을 채운다. 1.0

36 욕창치료과정에 대해 주간호제공자(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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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조사

내용 타당도로 확인한 도구(PUPT-KP)로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노인장기

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총 10명을 편의 추출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시설 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3∼4명을 1

팀으로 포커스 그룹으로 토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총 토의 시간은

평균 40분이었고 설문도구에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 9분이었다. 사전 조사 시

도구 문항 중 “욕창예방법을 대상자의 주간호제공자(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와 “욕창치료과정에 대해 주간호제공자(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

한다.”는 부분에서 ⌜간병인⌟을 ⌜요양보호사⌟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

며, 설문지에 대상자를 ⌜환자⌟로 지칭하는 문항은 ⌜대상자⌟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문항의 전체적인 의미의 변화가 없는 점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임을 고려하여 최종 설문지 문항에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단어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 도구의 설문지에서 같은

문항의 지식과 수행을 동시에 측정하는 형식이 설문지 응답을 누락시킬 가능

성이 있으며 지식측정 결과가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

여, 욕창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식과 수행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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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안된 도구(PUPT-KP)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 181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 분포는 여자가 179명(98.9%), 남자가 2명(1.1%)이었다. 연령은 만 50∼

59세가 87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만 40∼59세가 149명(82.4%)으로 대다

수를 차지했으며 만 60세 이상이 13명(7.2%)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지

를 시설입소정원으로 구분하였을 때 100인 이상 입소시설 근무자가 96명

(53.0%)로 절반이 넘었으며, 30인 이상∼100인 미만 입소시설 근무자는 75명

(41.4%), 10인 이상∼30인 미만 입소시설 근무자 10명(5.6%)이었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근무 경력은 5년 이상이 68명(37.6%)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5

년 미만이 63명(34.8%)로 2년 이상 근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급성기

병원 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58명(32.0%)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

이 44명(24.3%)으로 10년 이상∼15년 미만 40명(22.1%)과 비슷하게 확인되었

다. 최종학력은 전문학사가 113명(62.5%)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학사

52명(28.7%), 대학원 졸업이상 16명(8.8%)의 순이었다.

욕창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162명

(89.5%)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보수교육이 110명(52.2%)으로 가장 높았고, 자

체실무교육 75명(35.5%), 학술대회나 학회 참석 20명(9.5%), 전문교육과정 6명

(2.8%)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 응답자 중 27명

(14.9%)였으며, 응답자 중 호스피스전문간호사가 9명(31.1%)으로 가장 많았으

며, 노인전문간호사는 3명(10.4%), 상처장루간호사는 2명(6.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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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81)

일반적 정보 구분 빈도 수(명) 백분율(%)

성별
여자 179 98.9

남자 2 1.1

나이

만 30세 미만 4 2.2

만 30∼39세 15 8.3

만 40∼49세 62 34.3

만 50∼59세 87 48.1

만 60세 이상 13 7.2

근무 중인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정원

10인 이상∼30인 미만 10 5.6

30인 이상∼100인 미만 75 41.4

100인 이상 96 53.0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 25 13.8

1년∼2년 미만 25 13.8

2년 이상∼5년 미만 63 34.8

5년 이상 68 37.6

급성기 병원 경력

(2차, 3차 병원)

경력 없음 4 2.2

5년 미만 44 24.3

5년 이상∼10년 미만 58 3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22.1

15년 이상 35 19.4

최종 학력

전문학사(3년제) 113 62.5

학사(4년제) 52 28.7

대학원 졸업 이상 1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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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정보 구분 빈도 수(명) 백분율(%)

욕창 간호 관련

교육 여부

유 162 89.5

무 19 10.5

교육 종류†

(N=162)

보수교육 110 52.2

자체 실무 교육 75 35.5

학술대회나 학회 참석 20 9.5

전문교육과정 6 2.8

전문간호사

자격증

유 27 14.9

무 154 85.1

전문간호사

자격증 종류†

(N=27)

노인전문간호사 3 10.4

가정전문간호사 8 27.6

상처장루전문간호사 2 6.9

호스피스전문간호사 9 31.1

정신전문간호사 5 17.1

중환자전문간호사 2 6.9

<표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계속) (N=181)

† 중복응답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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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PT-KP의 타당도 검증

2-1) 번안된 PUPT-KP의 적합도 지수

번안된 PUPT-KP의 문항 구성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도구와 실제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카이제곱 값은 1986.218로 나타났으며 p<.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값(χ²)의 p값이 .05보다 클 경우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는데 표본

수가 커지면 p값이 유의해 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절대지수, 증분지수, 간명

지수의 세가지 차원에서 확인해 보았다.

도구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구의 전반적인 부합 정도를 보여주는

절대적 적합지수로 χ², RMR, GFI, AGFI와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

지수 CFI, 간명지수 지표 RMSEA를 확인하였으며 도구의 타당도 검증 결과

는 <표 3>과 같다.

도구 적합도 지수 중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은 .05이하인 경우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조정부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

합치도(Comparative Fit Index, CFI)는 최소 0.7이상이어야 하고(Hair, Tatham,

Anderson, & Black, 1998), 0.9이상이면 도구의 적합도가 좋으며 의미한다(이

순목, 2000; 김계수, 2010). 번안된 PUPT-KP의 RMR 확인결과 지식관련

RMR .039, 수행관련 RMR .035로 적합하였으나 지식관련 GFI .687, AGFI

.647, CFI .307로 도구의 적합도가 낮았으며 수행관련 GFI .707, AGFI .671,

CFI .399로 GFI를 제외하고는 적합도가 낮았다. 개략화 오차평균지수

(RMSEA)는 .05이하면 좋은 합치도, .08이하인 경우 적합한 수준의 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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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²(p) df RMR GFI AGFI CFI RMSEA

PUPT-KP

(지식)

1380.657

(<.001)
559 .039 .687 .647 .307 .090

PUPT-KP

(수행)

1392.749

(<.001)
593 .035 .707 .671 .399 .087

.10보다 작은 경우 보통 수준의 합치도를 나타내며 .10보다 큰 경우 곤란한 합

치도를 의미하는데(이순목, 2000), 번안된 PUPT-KP의 지식관련 RMSEA는

.090, 수행관련 RMSEA는 .087이었다.

<표 3> 번안된 PUPT-KP의 도구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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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번안된 PUPT-KP의 요인적재량

문항별 요인적재량은 각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

으로 0.5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며(김계수, 2010) 최소 권장값은 0.3

으로 간주한다(Merenda, 1997). 번안된 PUPT-KP의 지식과 수행관련 문항별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최소 권장값 0.3이상으로 확인되는 문항은 PUPT-KP의 지식관련 총 18문항

으로 예방적 간호 8문항(6번, 8번, 9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이었으며,

치료적 간호 10문항(18번, 22번, 24번, 26번, 28번, 29번, 32번, 33번, 34번, 35

번)이었다. 그리고 PUPT-KP의 수행관련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예방적 간호

12문항(1번, 2번, 6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이었

으며, 치료적 간호 6문항(25번, 26번, 28번, 29번, 32번, 35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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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간호 치료적 간호

Item Factor loading Item Factor loading

1 .267 18 .378

2 .0 19 .004

3 .235 20 -.068

4 -.125 21 -.129

5 -.276 22 .457

6 .436 23 -.145

7 .285 24 .339

8 .470 25 .295

9 .433 26 .559

10 .223 27 -.143

11 -.290 28 .451

12 .314 29 .332

13 .353 30 -.440

14 .184 31 .046

15 .323 32 .565

16 .426 33 .468

17 .353 34 .464

35 .331

36 .265

<표 4> 번안된 PUPT-KP의 지식관련 문항별 요인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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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간호 치료적 간호

Item Factor loading Item Factor loading

1 .471 18 .114

2 .425 19 .057

3 .233 20 -.012

4 -.229 21 -.308

5 -.203 22 .224

6 .414 23 -.654

7 .235 24 .278

8 .538 25 .391

9 .542 26 .352

10 .464 27 -.088

11 -.262 28 .769

12 .421 29 .579

13 .549 30 -.442

14 .338 31 -.093

15 .522 32 .352

16 .500 33 .186

17 .367 34 .201

35 .334

36 .132

<표 5> 번안된 PUPT-KP의 수행관련 문항별 요인적재량



- 34 -

구분 χ²(p) df RMR GFI AGFI CFI RMSEA

PUPT-KP

(지식)

44.719

(.103)
34 .007 .957 .931 .963 .042

PUPT-KP

(수행)

302.780

(<.001)
134 .022 .844 .802 .687 .084

2-3) 수정된 PUPT-KP의 적합도 지수

번안된 PUPT-KP의 도구 적합도 지수 및 요인적재량 확인 결과 도구의 타

당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적재량이 0.3미만

인 경우 다른 문항과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저하시키므로(이은옥 외, 2009; 김계수, 2010) 요인적재량이 0.3이상

으로 확인된 욕창관련 지식 18문항과 수행관련 18문항으로 수정된 PUPT-KP

의 적합도 지수 및 문항별 요인적재량를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도구의 문항별 요인적재량이 모두 0.3이상으로 확인 될 때

까지 반복하여 분석하였다. 수정된 PUPT-KP의 적합도 지수 확인결과 지식관

련 RMR .007, GFI .957, AGFI .931, CFI .963, RMSEA 0.42으로 적합하게 확

인되었으며 수행관련 RMR .022, GFI .844, AGFI .802, CFI .687, RMSEA

.084으로 확인되었다. 수행관련 CFI의 수치가 기준(0.7)보다 낮으나 다른 적합

도 지수가 적정 기준 이상으로 요인분석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7>.

<표 6> 수정된 PUPT-KP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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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간호 치료적 간호

Item Factor loading Item Factor loading

6 .459 22 .623

8 .533 33 .690

9 .489 34 1.016

12 .314

13 .323

16 .415

17 .336

예방적 간호 치료적 간호

Item Factor loading Item Factor loading

1 .494 25 .434

2 .434 26 .369

6 .388 28 .707

8 .553 29 .579

9 .546 32 .420

10 .476 35 .383

12 .422

13 .523

14 .323

15 .551

16 .491

17 .382

<표 7> 수정된 PUPT-KP의 문항별 요인적재량

1) 수정된 PUPT-KP(지식)

2) 수정된 PUPT-KP(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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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ronbach's alpha

PUPT-KP

(지식)

예방적 간호 .521

치료적 간호 .743

PUPT-KP

(수행)

예방적 간호 .735

치료적 간호 .645

3) PUPT-KP의 신뢰도 검증

한국어판 PUPT-KP는 지식 10문항과 수행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욕창

관련 지식과 수행 도구의 내적 일치도 확인결과 지식관련 예방적 간호 7문항

의 Cronbach's alpha값은 .521, 치료적 간호 3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743이었다. 그리고 수행관련 예방적 간호 12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735,

치료적 간호 6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645로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

다<표 8>.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후 제시하는 한국어판 PUPT-KP는 <표 9>,

<표 10>과 같다.

<표 8> 한국어판 PUPT-KP의 내적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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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예

방

적

간

호

6
욕창 예방을 위해 호발 부위에 피부보호크림, 보습제, 보호필름 등을

사용한다.

8 와상환자는 2시간 마다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해준다.

9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경우 압력 완화를 위해 매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어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12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베개나 쿠션을 사용한다.

13
발뒤꿈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해 침대표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압력

완화를 위해 종아리 아래에 베개를 대어준다.

16
침상에서 상체를 상승시킬 경우 하지와 함께 30도 상승시키고, 측위로

변경 시 30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한다.

17 욕창예방법을 대상자의 주간호제공자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치

료

적

간

호

22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앉힐 때, 압박완화방석을 사용한다.

33 욕창의 특성(삼출물, 단계)에 따라 드레싱 방법을 선택한다.

34 욕창의 특성과 드레싱의 유혈에 따라 드레싱 빈도를 계획한다.

<표 9> 한국어판 PUPT-KP의 지식관련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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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예

방

적

간

호

1
대상자 입원 시 또는 첫 대면 시에 욕창 위험 사정도구로 욕창 위험도를

사정한다.

2 욕창위험부위( 천골, 발뒤꿈치 등)의 피부상태를 사정한다.

6
욕창 예방을 위해 호발 부위에 피부보호크림, 보습제, 보호필름 등을

사용한다.

8 와상환자는 2시간 마다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해준다.

9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경우 압력 완화를 위해 매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어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10
욕창발생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압력 완화를 위해 공기매트

등의 압력감소를 위한 지지면(Support surface)을 사용한다.

12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베개나 쿠션을 사용한다.

13
발뒤꿈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해 침대표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압력

완화를 위해 종아리 아래에 베개를 대어준다.

14
침대 위에서 피부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동시트 등의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끌지 않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15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사정한다.

16
침상에서 상체를 상승시킬 경우 하지와 함께 30도 상승시키고, 측위로

변경 시 30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한다.

17 욕창예방법을 대상자의 주간호제공자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치

료

적

간

호

25
욕창부위의 괴사조직은 전문가에 의해 무균기구(소독가위, 메스)를 이용

하여 제거한다.

26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자가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이드로 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28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 부위에 항균용액(antiseptic solution)을 사용한다.

29 욕창 부위에 감염의 징후가 있으면 국소항균제제를 사용한다.

32
욕창부위를 습윤드레싱(하이드로콜로이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

폼드레싱, 하이드로 파이버드레싱 등) 한다.

35 욕창부위에 사강(dead space)이 있으면 가볍게 안을 채운다.

<표 10> 한국어판 PUPT-KP의 수행관련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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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입소자는 꾸준히 늘

고 있으며 치매나 중풍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인지기능과 기동력

이 저하되어 있어 욕창 발생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의료적 서비스가 제한적

인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욕창관련 지식과 수행은 간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욕창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욕창관련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 중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국내 도구가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ncorbo- Hidalgo 등(2007)의 욕창관련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를 번안하고 번안된 PUPT-KP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 타당도 검증에 관한 논의

타 문화권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이전에 도구의 가독성(read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도구의 가독성

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상자가 측정도구를 이해

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제시해야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이은

옥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전에 문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 2명이 국내 상황에 맞는 용어로 이해하

기 쉽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 도구의 예방적 간호 문항이 16문항에서 17문항

으로 늘었으며 치료적 간호 문항이 21문항에서 19문항으로 문항 수가 변경되

어 총 36문항으로 변경되었다. 총 36문항으로 번안된 PUPT-KP의 내용 타당

도 검증 시 36문항 모두 CVI 0.83이상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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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방식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

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를 요하며(이동영 외, 1999), 병원과

다른 간호환경인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정제인, 2007). Pancorbo-

Hidalgo 등(2007)의 욕창관련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 개발 당시 급성

기 병원 간호사를 포함한 것과 스페인과 한국의 간호환경으로 인한 차이 및

언어적 표현의 차이로 인해 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성타당도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요인분석은 크게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로 나뉘는데 탐색적 요

인 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기존의 가설이나 이론이 없는 경우 어떠한 잠재적

요인이 적절한가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이나 개념을 추출해 내는 방법으

로 사용되며, 확인적 요인분석은 기존 연구의 이론이나 경험적인 연구 결과로

부터 그 내용을 모형화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김계수, 2010). 이

미 요인구조가 확정된 경우에는 탐색적 요인분석보다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적용대상 집단의 변화에도 도구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Harrington, 2009), 본 연구에서는 번안된 PUPT-KP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번안된 PUPT-KP의 지식과 수행관련 적합도 지수 확인 시 지식관련 RMR

은 .039, 수행관련 RMR은 .035로 매우 적합하였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GFI,

AGFI, CFI)가 0.7이하로 낮게 측정되어 도구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도구의 타

당도를 높이기 위해 번안된 PUPT-KP의 문항별 요인적재량을 확인하여 0.3미

만인 문항을 삭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시행하였다. 수정된 PUPT-KP의

지식관련 10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검증하였으며 하부 영역으로 예방적

간호 7문항(6번, 8번, 9번, 12번, 13번, 16번, 17번)과 치료적 간호 3문항(22번,

33번, 34번)의 적합도 확인 결과 RMR .007, GFI .957, AGFI .931, CFI .963,



- 41 -

RMSEA 0.42으로 적합하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정된 PUPT-KP의 수행관련

18문항 타당도 검증 결과 예방적 간호 12문항(1번, 2번, 6번, 8번, 9번, 10번, 12

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과 치료적 간호 6문항(25번, 26번, 28번, 29번,

32번, 35번)으로 적합도 확인 결과 RMR .022, GFI .844, AGFI .802, CFI .687,

RMSEA .084로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제시된 수정된 PUPT-KP의 지식관련 10문항과 수행관

련 18문항에서 지식관련 예방적 간호 7문항 대부분이 수행관련 예방적 간호

12문항에 포함되어있어 욕창의 예방적 간호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수행하는 부분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식

관련 치료적 간호 3문항과 수행관련 치료적 간호 6문항은 중복되는 문항이 없

었는데, PUPT-KP의 지식관련 치료적 간호문항은 욕창 단계 구분, 욕창 소독

의 방법과 빈도 계획 등 이론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행관련 치료적

간호 문항은 욕창 관련 소독 및 드레싱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간호 처치 위주

로 구성되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신뢰도 검증에 관한 논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제시된 수정된 PUPT-KP의 지식관련 10문항과 수행관

련 18문항 신뢰도를 확인해본 결과, Cronbach's alpha .521∼.743으로 확인되

었다. 원 도구를 적용한 Pancorbo-Hidalgo 등(2007)의 연구 대상은 병원과 보

건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740명이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 .92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 18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판 PUPT-KP의 신뢰도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Beitz, Fey & O'Brien(1998) 도구의 경우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값은 .66이었으며 세부 문항별로 욕창 발생 위험요인 Cronbach's alph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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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욕창 상태 사정 Cronbach's alpha값 .31, 욕창 치유방법 Cronbach's alpha값

.52이었으며 Beitz, Fey & O'Brien(1998)의 도구를 국내 간호사에게 적용한

연구에서 이명옥(2000)은 16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시 Cronbach's

alpha값 .72, 김희영(2002)은 31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시 Cronbach's

alpha값 .42, 백미라(2012)는 33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시 KR-20 =

0.40으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한국어판 PUPT-KP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과정

에서 원 도구 문항의 절반이상이 삭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제시한 한국어판

PUPT-KP에서 지식문항과 수행문항의 구성이 달라 욕창 관련 지식과 수행에

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타 문화권의 도구를 적용할 때 적용 대

상과 적용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도구의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도구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의 욕창 간호 수준을 평가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욕창 간호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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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Pancorbo-Hidalgo 등(2007)의 욕창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PUPT-KP)를 번안하고, 국내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에게 적용하

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한국어판 욕창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을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Pancorbo-Hidalgo 등(2007)의 스페인어 버전 도구(PUPT-KP)를 위원회 번

역으로 번역하였으며 도구의 가독성 확보를 위해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 2

명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12명의 전문가

에게 확인한 결과 예방적 간호중재 17문항과 치료적 간호중재 19문항 모두

CVI 0.83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총 36문항으로 번안된 PUPT-KP를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 10명에게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도

구를 수정·보완하였다. 번안된 PUPT-KP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70개 노인장기요양시

설 간호사 200명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으며 수거된 18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

였다.

번안된 PUPT-KP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지식관

련 RMR .044, 수행관련 RMR .022로 매우 적합하였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

(GFI, AGFI, CFI)가 0.7보다 낮게 측정되어 도구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번안된

PUPT-KP의 문항별 요인적재량을 확인하여 0.3미만인 문항을 삭제하고 확인

적 요인분석을 재시행하여 지식 10문항과 수행 18문항으로 구성된 수정된

PUPT-KP를 제시하였다. 수정된 PUPT-KP의 적합도 지수 확인결과 지식관

련 RMR .007, GFI .957, AGFI .931, CFI .963, RMSEA 0.42으로 적합하게 나

타났으며 수행관련 RMR .022, GFI .844, AGFI .802, CFI .687, RMSEA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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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정된 PUPT-KP의 지식과 수행관련 신뢰도 검증 결

과, Cronbach's alpha값은 .521∼.743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Pancorbo-Hidalgo 등(2007)의 욕창 관련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

(PUPT-KP)의 국내 적용을 위해 문항 수정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

과 한국어판 PUPT-KP의 지식 10문항과 수행 18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의 간호사에게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의 욕창 간호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도구 개

발에 관한 반복 연구 시 대상자 수를 늘려서 연구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사의 욕

창 간호에 관한 지식과 수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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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원 저자로부터 도구 적용 및 수정사용에 관해 승인받은 메일

(1) 도구 사용에 대한 권한 요청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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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 사용 및 수정 권한승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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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페인어 버전 도구 요청

(4) 스페인어 버전 도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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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페인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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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노인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강희경입니다. 

본 설문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

과 수행을 측정하는 도구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자 이외의 사람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누설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는 욕창간호와 관련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요양시설 내 욕창   

간호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 교수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 은 희 교수

연 구 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간호전공 강 희 경

E - mail  : coram3@naver.com

Cell Phone : 010-3242-6062

부록 2. 설 문 지

◈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 

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2. 연령 만              세 

3. 현재 근무지(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정원 

① 10인 이상 ~ 30인 미만    ② 30인 이상     ③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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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총 근무 경력           년     개월

5. 노인요양시설에서 총 근무 경력          년      개월

6. 최종 학력 

① 전문학사 졸업(3년제) ② 학사 졸업(4년제) ③ 대학원 졸업 이상 ④ 기타(         )

7. 욕창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7번의 답을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만 선택하시오.

① 보수교육      ② 자체 실무 교육      ③ 학술대회나 학회 참석 

④ 전문교육과정  ⑤ 기타 (                ) 

9. 전문간호사 자격증 유 /무 를 선택하시오. 

① 예    ② 아니오

10. 9번의 답을 “ 예 ”라고 답한 경우만 선택하시오.

① 노인전문간호사          ② 가정전문간호사        ③ 상처장루전문간호사 

④ 호스피스전문간호사      ⑤ 정신전문간호사        ⑥ 중환자전문간호사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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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

본인의 지식과 
일치하는지 
선택하시오

예
약간/
일 부

아니
오

모름

 1. 대상자 입원 시 또는 첫 대면 시에 욕창위험 사정도구로           
   욕창위험도를 사정한다.

 2. 욕창위험부위(천골, 발뒤꿈치 등)의 피부상태를 사정한다.

 3.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4. 발적된 위험부위를 마사지 한다. 

 5. 혈액순환 향상을 위해 피부에 알코올 용액을 이용해  마사지 한다. 

 6. 욕창 예방을 위해 호발 부위에 피부보호크림, 보습제, 보호필름     
   등을 사용한다. 

 7.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는 기저귀나 유치도뇨관, 경우에 따라서       
   간헐적 청결도뇨(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을 사용한다. 

 8. 와상 상태의 대상자는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해준다.

 9.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경우 압력 완화를 위해 매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10.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공기매트 등의 압력감소를 위한 지지면(Support surface)을 사용한다. 

 11. 천골 부위에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도우넛  
   모양 쿠션을 사용한다. 

 12.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베개나 쿠션을 사용한다.

 13. 발뒤꿈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해 침대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압력완화를 위해 종아리 아래에 베개를 대어준다.

 14. 침대 위에서 피부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동시트 등의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끌지 않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15.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사정한다. 

 16. 침상에서 상체를 상승시킬 경우 하지와 함께 30도 상승시키고,      
   측위로 변경 시 30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한다. 

 17. 욕창 예방법을 대상자의 주간호제공자(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교육한다. 

◈ 다음의 문항들은 욕창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간호중재입니다. 본인의 지식과 일치하는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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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치료를 위한 간호 중재

본인의 지식과 
일치하는지 
선택하시오

예
약 간 
/일 
부

아니
오 모름

 18. 욕창 단계(1,2,3,4단계, 심부조직손상의심, 미분류)를 구분한다.

 19. 욕창의 크기/범위를 측정한다. 

 20. 욕창상태를 간호기록으로 남긴다(단계, 크기, 주변 피부, 삼출물    
   양상, 통증, 감염여부).

 21. 천골 부위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의자나 휠체어에 앉힌다.

 22.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앉힐 때, 압박완화방석을 사용한다.

 23. 욕창 기저부위 세척을 위해 항상 항균용액(antiseptic solution)을 사용한다. 

 24. 욕창 기저부위 세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25. 욕창부위의 괴사조직은 전문가에 의해 무균기구(소독가위 또는     
   메스)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26.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자가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이드로    
   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27. 감염징후가 없으면 발뒤꿈치를 포함한 모든 욕창부위에 괴사      
   조직인 건조 가피는 제거하지 않는다.

 28.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부위에 항균용액(antiseptic solution)을 사용한다. 

 29. 욕창부위에 감염의 징후가 있으면 국소 항균제제를 사용한다.

 30. 미생물 배양검사를 위해 면봉을 이용하여 (swab culture) 욕창부위  
   괴사조직에서 삼출물을 채취한다.

 31. 욕창부위를 거즈로 건조드레싱 한다. 

 32. 욕창부위를 습윤드레싱 (하이드로콜로이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 폼 드레싱,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등)한다. 

 33. 욕창의 특성(삼출물, 단계)에 따라 드레싱 방법을 선택한다.

 34. 욕창의 특성과 드레싱의 유형에 따라 드레싱 빈도를 계획한다. 

 35. 욕창부위에 사강(dead space)이 있으면 가볍게 안을 채운다. 

 36. 욕창치료과정에 대해 주간호제공자(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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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

실무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선택하시오

항상
수행

가끔 함
전혀
안함

 1. 대상자 입원 시 또는 첫 대면 시에 욕창위험 사정도구로         
   욕창위험도를 사정한다.

 2. 욕창위험부위(천골, 발뒤꿈치 등)의 피부상태를 사정한다.

 3.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4. 발적된 위험부위를 마사지 한다. 

 5. 혈액순환 향상을 위해 피부에 알코올 용액을 이용해  마사지 한다. 

 6. 욕창 예방을 위해 호발 부위에 피부보호크림, 보습제, 보호필름   
   등을 사용한다. 

 7.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는 기저귀나 유치도뇨관, 경우에 따라서     
  간헐적 청결도뇨(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을 사용한다. 

 8. 와상 상태의 대상자는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해준다.

 9.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경우 압력 완화를 위해 매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10.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공기매트 등의 압력감소를 위한 지지면(Support surface)을 사용한다. 

 11. 천골 부위에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도우넛 모양 쿠션을 사용한다. 

 12.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베개나 쿠션을      
   사용한다.

 13. 발뒤꿈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해 침대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압력완화를 위해 종아리 아래에 베개를 대어준다.

 14. 침대 위에서 피부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동시트 등의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끌지 않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15.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사정한다. 

 16. 침상에서 상체를 상승시킬 경우 하지와 함께 30도 상승시키고,    
   측위로 변경 시 30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한다. 

 17. 욕창 예방법을 대상자의 주간호제공자(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교육한다. 

◈ 다음의 문항들은 욕창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간호중재입니다. 본인의 수행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한 곳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1 -

욕창 치료를 위한 간호 중재

실무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선택하시오

항상
수행 가끔 함 전혀

안함

 18. 욕창 단계(1,2,3,4단계, 심부조직손상의심, 미분류)를 구분한다.

 19. 욕창의 크기/범위를 측정한다. 

 20. 욕창상태를 간호기록으로 남긴다(단계, 크기, 주변 피부, 삼출물  
   양상, 통증, 감염여부).

 21. 천골 부위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의자나 휠체어에 앉힌다.

 22.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앉힐 때, 압박완화방석을 사용한다.

 23. 욕창 기저부위 세척을 위해 항상 항균용액(antiseptic solution)을 사용한다. 

 24. 욕창 기저부위 세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25. 욕창부위의 괴사조직은 전문가에 의해 무균기구(소독가위 또는  
   메스)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26.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자가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이드로 
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27. 감염징후가 없으면 발뒤꿈치를 포함한 모든 욕창부위에 괴사   
   조직인 건조 가피는 제거하지 않는다.

 28.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부위에 항균용액(antiseptic solution)을 사용한다. 

 29. 욕창부위에 감염의 징후가 있으면 국소 항균제제를 사용한다.

 30. 미생물 배양검사를 위해 면봉을 이용하여 (swab culture)       
   욕창부위 괴사조직에서 삼출물을 채취한다.

 31. 욕창부위를 거즈로 건조드레싱 한다. 

 32. 욕창부위를 습윤드레싱 (하이드로콜로이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 폼 드레싱,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 등)한다. 

 33. 욕창의 특성(삼출물, 단계)에 따라 드레싱 방법을 선택한다.

 34. 욕창의 특성과 드레싱의 유형에 따라 드레싱 빈도를 계획한다. 

 35. 욕창부위에 사강(dead space)이 있으면 가볍게 안을 채운다. 

 36. 욕창치료과정에 대해 주간호제공자(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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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원 도구 (예방적 간호중재 ) 위원회 번역

1

 Valorar el riesgo de upp al ingreso del 
paciente (o inicio de su cuidado) 
mediante una escala de valoración del 
riesgo de upp. 

대상자 입원 시 또는 첫 대면 시에 욕창위험

사정도구로 욕창위험도를 사정한다.

2
Examinar el estado de la piel en las 
zonas de riesgo (sacro, talones,etc)

욕창위험부위( 천골, 발뒤꿈치 등)의 피부상

태를 사정한다.

3 Mantener la piel limpia y seca en todo momento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4 Dar masajes en las zonas de riesgo (enrojecidas) 발적된 위험부위를 마사지 한다.

5
Aplicar colonias o alcoholes sobre la piel 
para estimular la circulación

혈액순환 향상을 위해 피부에 알코올 용액을

바른다.

6

Utilizar productos tópicos específicos sobre 
la piel para la prevención  de upp(ácidos 
grasos hiperoxigenados, lociones hidratantes, 
peliculas barrera)

욕창 예방을 위해 피부에 특정 제품(과산소

지방산, 보습로션, 피부보호필름)을 사용한다.

7
Utilizar pañales/colectores de orina en 
pacientes con incontinencia urinaria

요실금 환자는 기저귀나 유치도뇨관을 사용

한다.

8
Cambiar de posición al paciente encamado 
periódicamente (cada 2-3 horas)

와상환자는 2-3시간 마다 주기적으로 체위변

경을 해준다.

9
Cambiar de posición al paciente sentado 
en un sillón cada hora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매시간 체위변경

을 해준다.

10

Utilizar superficies de alivio de la 
presión (colchones/colchonetas de aire, 
espuma o silicona) en pacientes con 
riesgo o con upp.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

게 압박완화를 위해 공기매트(air-mattress)

를 사용한다

11
Utilizar flotadores (tipo rosco) para la zona sacra 
en pacientes con riesgo o con upp

천골 부위에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

는 대상자에게 도우넛 모양 쿠션을 사용한다.

12
Utilizar almohadas para disminuir la 
presión en pacientes con riesgo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베개나 쿠션을 사용한다

13
Utilizar medidas específicas para la protección de 
los talones (botas, taloneras)

발뒤꿈치 보호를 위해 발 보호대나 안전 장

화 등을 사용한다.

14

Movilizar al paciente encamado usando una 
entremedida o travesera para evitar la 
fricción de la piel sobre la cama

침대 위에서 피부마찰을 피하기 위해 긴 베

개를 사용하도록 한다.

15
Valorar la ingesta de alimentos del 
paciente con riesgo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의 영양상태(섭취량)

를 사정한다.

16
Enseñar a familiares del paciente los 
cuidados para la prevención de las upp 

욕창예방법을 대상자의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부록 3. 원 도구(PUPT-KP)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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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원 도구 (치료적 간호중재 ) 위원회 번역

1 Clasificar la upp por estadios (grados) 욕창 단계를 구분한다.

2 Medir las dimensiones /tamaño de la úlcera 욕창의 크기/범위를 측정한다.

3

Registrar por escrito en la historia del 
paciente el estado de la ulcera: estadio, 
tamaño y aspecto.

욕창상태를 간호기록으로 남긴다(단계, 크기,

모양/양상).

4
Sentar al paciente con upp en zona sacra 
en un sillón convencional

천골 부위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의자에 앉

힌다.

5
Utilizar cojines de alivio de la presión en 
pacientes con upp para sentarlos.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앉힐 때, 압박완화방석

을 사용한다.

6

Utilizar antisepticos (povidona yodada, 
clorhexidina, agua oxigenedad, etc) para 
limpiar el fondo de la upp. 

욕창 기저부위 세척을 위해 소독액 (포비돈,

클로르헥시딘, 과산화수소수 등)을 사용한다.

7
Utilizar suero fisiologico a chorro para 
limpiar el fondo de la upp

욕창 기저부위에 세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8
Eliminar esfacelos y restos necróticos de 
la upp mediante corte con tijera o bisturí.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가위 또는 메스로 제거

한다.

9

Eliminar esfacelos y restos necróticos de la 
upp mediante uso de pomadas enzimaticas 
(colagenasa, etc)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효소연고제품(콜라겐

나아제)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10
Dejar la escara  necrótica de la upp si 
no hay signos de infección.

감염징후가 없으면 욕창부위 괴사 조직의 딱

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11

Aplicar solución antiseptica tópica 
(povidona yodada, clorhexidina, etc) en 
úlceras con signos de infección.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부위에 소독액

(antiseptic solution)(포비돈, 클로르헥시딘

등)을 사용한다.

12
Aplicar antibioticos tópicos (en pomada) en 
úlceras con signos de infección.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부위에 항생제(연고)

를 사용한다.

13

Obtener una muestra de exudado de la úlcera 
para su cultivo microbiológico mediante una 
torunda/hisopo.

미생물 배양검사를 위해 면봉(탐폰)을 사용하

여 욕창 삼출액 표본을 채취한다.

14

Obtener una muestra de exudado de la 
úlcera para su cultivo microbiológico 
mediante punción y aspiración con jeringa 
en el borde de la úlcera.

미생물 배양검사를 위해 욕창 가장자리를 주

사기로 찔러 흡입하는 방법으로 욕창 삼출액

표본을 채취한다.

부록 3. 원 도구(PUPT-KP) 번역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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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절한 중재 적절하지 못한 중재

예방적 중재
1, 2, 3, 6, 7, 8, 9, 10, 12, 13,

14, 15, 16
4, 5, 11

치료적 중재
1, 2, 3, 5, 7, 8, 9, 12, 14, 16,

17, 19, 21
4, 6, 10, 11, 13, 15, 18, 20

문항별

점수

지식
예(2점), 약간/일부(1점),

아니오(0점) 또는 모름(0점)

예(0점) 또는 모름(0점),

약간/일부(1점), 아니오(2점)

수행
항상 수행(2점), 가끔함(1점)

전혀 안함(0점)

항상 수행(0점), 가끔함(1점),

전혀 안함(2점)

15
Cubrir la upp mediante un aposito seco (de 
gasa) 욕창부위를 거즈로 건조드레싱 한다.

16
Cubrir la upp mediante un aposito 
húmedo (hidrocoloide, hidrogel, etc)

욕창부위를 습윤드레싱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하이드로겔 등) 한다

17

Seleccionar el tipo de aposito a utilizar 
según las caracteristicas de la upp 
(exudación, estado)

욕창의 특성(삼출물, 단계)에 따라 드레싱 방법

을 선택한다.

18
Utilizar unicamente el tipo aposito 
disponible en la unidad/centro

근무지에서 사용 가능한 드레싱 방법만을 사용

한다.

19

Planificar la frecuencia de cambio de aposito 
según las caracteristicas de la upp y el tipo 
de aposito utilizado.

욕창의 특성과 드레싱의 유형에 따라 드레싱

빈도를 계획 한다.

20
Utilizar medidas alternativas para el tratamiento 
de la upp (miel, azucar, oxigeno, calor) 

욕창치료를 위해 대체요법 (꿀,설탕,산소,열

등)을 사용한다.

21
Enseñar a familiares del paciente el 
procedimiento para realizar la cura de la upp.

욕창치료과정에 대해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 문항별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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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원 도구(PUPT-KP)의 전문가 검토

1) 예방적 간호 문항 수정표

문

항
위원회 번역 WOCN 수정

비

고

5
혈액순환 향상을 위해 피부에 알

코올 용액을 바른다.

혈액순환 향상을 위해 알코올 용액을

이용해 마사지 한다.

6

욕창 예방을 위해 피부에 특정

제품(과산소지방산, 보습로션, 피

부보호필름)을 사용한다.

욕창 예방을 위해 호발 부위에 피부보호

크림, 보습제, 보호필름 등을 사용한다.

7
요실금 환자는 기저귀나 유치도

뇨관을 사용한다.

요실금 환자는 기저귀나 유치도뇨관, 경

우에 따라서 간헐적 청결도뇨(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을 사용한다.

8
와상환자는 2-3시간 마다 주기적

으로 체위변경을 해준다.

와상환자는 2시간 마다 주기적으로 체

위변경을 해 준다.

9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매시

간 체위변경을 해준다.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경우 압력

완화를 위해 매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

어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10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

는 대상자에게 압박완화를 위해

공기매트(air-mattress)를 사용한

다.

욕창 발생 위험 또는 욕창이 있는 대상

자에게 압력 완화를 위해 공기 매트 등

의 압력감소를 위한 지지면(Support

surface)을 사용한다.

13
발뒤꿈치 보호를 위해 발 보호대

나 안전 장화 등을 사용한다.

발뒤꿈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해 침대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압력완화

를 위해 종아리 아래에 베개를 대어준다.

14
침대 위에서 피부마찰을 피하기

위해 긴 베개를 사용하도록 한다.

침대 위에서 피부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동 시트 등의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대상

자를 끌지 않고 들어서 이동 시킨다.

15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의 영양상

태(섭취량)를 사정한다.

욕창 발생 위험 대상자의 전반적인 영

양상태를 사정한다.

16
욕창예방법을 대상자의 가족 또

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욕창예방법을 대상자의 주간호제공자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17

침상에서 상체를 상승시킬 경우 하지와

함께 30도 상승시키고, 측위로 변경 시

30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한다.

문

항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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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적 간호 문항 수정표

문

항
위원회 번역 WOCN 수정

비

고

1 욕창 단계를 구분한다.
욕창 단계(1,2,3,4단계, 심부조직손상

의심, 미분류)를 구분한다.

3
욕창상태를 간호기록으로 남긴

다(단계, 크기, 모양/양상).

욕창상태를 간호기록으로 남긴다(단계,

크기, 주변 피부, 삼출물 양상, 통증, 감

염여부).

4
천골 부위 욕창이 있는 대상자

를 의자에 앉힌다.

천골부위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는 의

자나 휠체어에 앉힌다.

6

욕창 기저부위 세척을 위해 소독

액 (포비돈, 클로르헥시딘, 과산

화수소수 등)을 사용한다.

욕창 기저 부위 세척을 위해 항상 항균용

액(antiseptic solution)을 사용한다.

8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가위

또는 메스로 제거한다.

욕창부위의 괴사조직은 전문가에 의해

무균기구(소독가위, 메스)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9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효소연

고제품(콜라겐나아제)을 사용하

여 제거한다.

욕창부위의 괴사 조직은 자가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이드로 겔을 사용

하여 제거한다.

10

감염징후가 없으면 욕창부위

괴사 조직의 딱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감염징후가 없으면 발뒤꿈치를 포함한

모든 욕창부위에 괴사 조직인 건조가피는

제거하지 않는다.

11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부위에

소독액(antiseptic solution)(포비돈,

클로르헥시딘등)을 사용한다.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부위에 항균 용액

(antiseptic solution)을 사용한다.

12
감염징후가 있으면 욕창부위에

항생제(연고)를 사용한다.

욕창 부위에 감염의 징후가 있으면 국소

항균제제를 사용한다.

13

미생물 배양검사를 위해 면봉

(탐폰)을 사용하여 욕창 삼출액

표본을 채취한다.

미생물 배양검사를 위해 면봉을 이용하

여(swab culture) 욕창부위에서의 삼출물

을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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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절한 중재 적절하지 못한 중재 삭제 문항

예방적

간호

1, 2, 3,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4, 5, 11

치료적

간호

1, 2, 3, 5, 7, 8, 9, 11,

12, 16, 17, 19, 21, 22
4, 6, 10, 13, 15, 14, 18, 20

2) 치료적 간호 문항 수정표(계속)

문

항
위원회 번역 WOCN 수정

비

고

14

미생물 배양검사를 위해 욕창 가장

자리를 주사기로 찔러 흡입하는 방법

으로욕창삼출액표본을 채취한다.

삭

제

함

16

욕창부위를 습윤드레싱(하이드

로클로라이드, 하이드로겔 등)

한다.

욕창부위를 습윤드레싱 (하이드로콜로

이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 폼드레

싱, 하이드로 파이버드레싱 등) 한다.

18
근무지에서 사용 가능한 드레싱

방법만을 사용한다.

삭

제

함

20
욕창치료를 위해 대체요법 (꿀,

설탕,산소,열 등)을 사용한다.

삭

제

함

21
욕창치료과정에 대해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욕창치료과정에 대해 주간호제공자(가

족 또는 간병인)에게 교육한다.

22
욕창부위에 사강(dead space)이 있으

면 가볍게 안을 채운다.

문

항

추

가

※ 문항별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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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부록 5. 연구 대상자 동의서

 연구 대상자 동의서 

“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타 치

료 방법의 유무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 

성 명 (서명)

날 짜 년        월       일 

연구자

성 명   (서명)

날 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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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번 호 간대IRB 2013-0027-2 발 송 일 자 2014. 1. 20

심 의 종 류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종료 및 결과보고     □기타심의

연 구 과 제 명 
욕창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 구 자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세대학교 석사생 강희경

연 구 종 류 

(중복표시가능)

■설문조사          □관찰연구            □행동실험연구

□검체 활용 연구(혈액, 체액 등)      □기타

연 구 계 획 기 간 2013년 8월 20일 ∼ 2014년 12월 31일 

심 의 일 자 2014년 1월 20일 

심 의 결 과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중지 또는 보류

연구승인유효기

간

2014년 1월 20일 

∼ 2014년 12월 31일 

- 연구진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

면 변경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

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

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

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 의 의 견 - 특이사항 없음

부록 6.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통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결과 통보서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 nursingirb@yuhs.ac  Fax : 02-392-5440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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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Nurses' Knowledge and Practice Scale about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Pressure Ulcer

Kang HeeKyoung

Department of Gerontolog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methodological research aimed to translate "Pressure

Ulcers Prevention and Treatment : Knowledge and Practice Questionnaire

(PUPT-KP)" by Pancorbo-Hidalgo et. al., (2007) and thereupon, verify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In order to translate "Pressure Ulcers Prevention and Treatment :

Knowledge and Practice Questionnaire (PUPT-KP)" by Pancorbo-Hidalgo et.

al.,(2007), a committee was organized, committee translation was done. And

its resultant Korean version was reviewed by two WOCN. Thus, the

questionnaire comprised 36 items. Then, the Korean version of PUPT-KP

was subject to a content validity test by an expert group; the expert

group consisted of 2 nursing professors, 8 nurse practitioners(6 WOCN, 2

GNP) and 2 head nurses working for the long-term care facility f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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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5 years. As a result, all 36 items about knowledge and practice about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 pressure ulcer were measured at 0.83 CVI

or higher. After that the focus of 10 interviews with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y nurse PUPT-KP was confirmed.

The final scale was referred again to 181 nurses working for 70

long-term care facility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r re-verification

of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verific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UPT-KP, it was found that the RMR of the

items about knowledge was .039, while that about practice was .035, which

was deemed highly proper, but other goodness of fit indexes (GFI, AGFI,

CFI) were lower than 0.7, requiring modification of the scale. Thus, the

factor loading per PUPT-KP item was reconfirmed and thereby, those

items with less than 0.3 factor loading were removed and then, the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gain to verify the modified PUPT-KP scale

consisting of 10 items about knowledge and 18 ones about practice. As a

result, those items about knowledge were confirmed proper (RMR .007, GFI

.957, AGFI .931, CFI .963, RMSEA 0.42), and those about practice were

found more or less proper (RMR .022, GFI .844, AGFI .802, RMSEA .084).

The Cronbach's alpha value of the Korean version of PUPT-KP scale was

.521∼.743.

This study suggested a Korean version of PUPT-KP by Pancorbo-Hidalgo,

et. al.,(2007) by having it tested for validity and reliability. It is hoped that

this Korean version of PUPT-KP would be useful to long-term care

facility to evaluate their nurses' pressure ulcer care level and applied to

their own pressure ulcer nursing education program.


